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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merchandising of native local foods. This 
study was designed to standardize the recipes and to analyze the nutrients of native local foods 
in Gijang region such as 'Myeolchijjigae', 'Galchijjigae' and 'Maejipjjim'. The test recipe for 
each food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e personal interview of 
Gijang natives and then supplied for the sensory evaluation. After that, CAN Pro 2.0 was used 
for the nutritional evalua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Myeolchijjigae was preferred when 
radishes and traditional soybean paste were added. Galchijjigae was more liked when young 
pumpkins, mixed soy sauce and soybean paste were added. Maejipjjim was preferred with 
Aeji(Codium adhaerens), Warty sea squirt(Styela clava), soybean paste and powdered perilla 
seed(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added. The analysis of nutrient composition revealed that 
in general energy content was low whereas protein content was as high as recommended 
requirement in Myeolchijjigae and Maejipjjim. Calcium and phosphorus were high in Myeol-
chijjigae, vitamin A in Galchijjigae, and vitamin A, B6, folic acid, phosphorus and iron in 
Maejipjj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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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식생활 문화는 그 지역의 지리  여건이나 풍

토와 같은 자연환경과 문화․종교 등의 인문사회

 요인이 융합되어 형성되는 고유의 문화유산으

로 그 지역민의 정서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요

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향토음식은 그 고장이 아

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특징 인 맛을 가지므로 

향토문화의 격조를 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민
성희 등 2005; 김정숙․김상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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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화 바람을 타고 식품의 화·산업

화, 외식 기회의 증  등으로 정보  기능이 확

되고(주종재 등 2001), 식생활의 서구화와 외식

산업의 발 으로 인해 오랜 기간 발달해 온 각 

지역 향토음식의 역사 ․문화 ․지역  특성

이 희석되어 그 지방 고유의 음식이라는 인식 자

체가 희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념의 향토음식은 

재료 역에 있어서 해당 지방에서 주로 많이 생

산되는 특산물의 성격을 가지고, 해당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지 않더라도 타 지역으로부터 많이 

공 받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합한 조리

법에 의해 발효시킨 음식이어야 하고(김복일․오

 1998), 보편 인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지역

 특성이 반 된 특유의 조리법이나 타지방과 

차별 으로 발 한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발 시

킨 음식이며, 부터 그 지방 행사와 련하여 오

늘날까지 해져 오는 음식이라 할 수 있다(이선

호․박 배 2002).
지방화 시 를 맞이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한 하나의 략 인 방법으로 산업을 극 

육성하고 있는데(권세정․이종하 2004) 그러한 

산업에 향을 주는 행동을 유발하는 요

소의 하나로 지역 축제 등과 같은 자원을 많

은 지역에서 활용하고 있다. 기장 지역 한 외

가 아니어서, 매년 4～5월이면 기장 변항에서 

‘열린바다, 풍요로운 고장, 항상 가고 싶은 곳 기

장 변’이라는 슬로건으로 멸치 축제가 열린다. 
이는 표 인 기장 지역의 행사로서 철 특산

물인 멸치와 미역, 멸치 젓갈, 붕장어, 오징어, 갈
치 등을 홍보하고 외래 방문객에게 볼거리, 먹거

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이

미지 제고 등 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http://allim.go.kr/download1/bodo/rda020218-1. 
hwp).

기장군은 부산 역시의 동단에 치하며, 할

구역은 기장읍․장안읍․정 면․철마면․일 면

의 2읍 3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쪽으로 동해에, 

서쪽으로 경상남도 양산시․ 정구에, 남쪽으로 

해운 구에, 북쪽으로 울산 역시․양산시에 

한다. 총 면 은 부산 역시 체 면 의 29%로, 
217.9 km2

이며, 인구는 80,554명(2006.6)이다(http:// 
100.naver.com/100.nhn?docid=363691). 기후는 해

양성 기후의 향을 많이 받고 있어 연평균 기온

이 14.5 ℃로 온화한 편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1,598 
mm로서 연간 강우량의 50～60%가 5～8월에 집

되어 있다. 설은 거의 없으며, 습도는 여름철

에 80% 이상으로 다습하고, 겨울에는 40% 이하

로 습한 편이다. 
주요 농작물은 ․보리․사료작물 등이고, 동

해에 면한 기장읍․장안읍․일 면에는 고기잡

이와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 양식이 활발하다. 
철마면과 정 면에는 산지가 많아 젖소․돼지․

한우 사육이 활발하고, 낙농업이 발달하 다(http:// 
www. gijangcc.or.kr/tour/tour01.htm).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풍부하여 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조리법이 발달되어 왔으며, 멸치젓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생선류를 이용한 다양한 젓

갈도 많다. 한, 멸치회와 여름 붕장어회를 

비롯한 생선회가 유명하고, 짚불곰장어, 아구찜, 
돔배기 상어산 , 군소산 , 민물고기 매운탕, 각
종 장아 , 부각류도 기장 향토음식의 표 인 

것이다.
지 까지 기장 향토음식에 한 연구는 부산

지역의 향토음식 혹은 경남 일부 지역이라는 제

목으로 그 내용이 일부 논문에서 다 졌고, 기장

갈치회, 기장멸치회, 기장곰장어, 기장어묵 등 몇 

가지 정도만이 개략 으로 소개되어 있는 상태

다. 이는 향토음식에 한 자료 자체가 그 지역민

들만의 경험과 식성을 고려하여 작성되었고, 그 

음식의 조리방법과 재료 등은 가정 내의 좁은 범

에서 소극 으로 구 되었기 때문에 체계화되

어 기록된 자료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숨어있는 기장 지역

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체계 으로 보존하고, 기
장의 표 인 농산물과 수산물을 이용하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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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표 조리법을 제시하

며, 나아가 다양한 기장 향토음식을 리 알림으

로써 향토음식의  상품화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조리법 수집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에 걸쳐 기장농업

기술센터 기장 지역 거주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식문화연구회 회원들이 수집한 자료들을 기 로 

하여 130여 가지의 기장 향토음식이 발굴되었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 2003). 수집된 자료와 조사

한 내용을 토 로 2003년 4월에서 5월에 걸쳐 기

장 향토음식 문가와 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거

친 다음 보편 으로 리 알려져 있거나 표

인 음식인 매집찜, 갈치 개, 미역설치, 몰설치, 
섞박지, 기장 우묵 등 총 7종을 2003년도 기장 향

토음식 표  조리법 개발 상 음식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7종  멸치

개, 갈치 개, 매집찜에 한 실험조리  능검

사를 실시하여 조리법을 표 화하고 양성분을 

분석하 다. 

2. 실험조리, 능검사  표  조리법 확정

기장 향토음식 자료집을 토 로 식재료의 종

류와 양, 조리과정의 표 화를 정하기 해 수 회 

실험조리를 실시하 다. 실험조리에 이용된 식재

료는 모두 기장 재래시장에서 구입하 고, 구입 

직후 실험조리가 이루어졌다. 
먼 , 10명의 기장 식문화연구회원으로 구성된 

능검사 요원에 의해 수차례 능검사를 실시하

여 식재료의 분량과 조리과정을 수정․보완하

고, 수집된 조리법에 한 자료(기장군농업기술

센터 2003)를 토 로 하여, 한 가지 음식마다 세 

가지의 조리 시피를 선정하 다. 선정된 세 가

지 실험 조리 시피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은 다

시 호텔외식조리과 학생 10명과 기장 식문화연

구회 회원 10명을 상으로 능검사가 실시되

었고, 그 결과 수용 기 을 만족하 을 때 표 조

리법으로 결정지었다. 
본 연구의 능검사는 표 조리법 개발을 

해 조리된 음식에 한 소비자의 기호도를 검사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조건이 간단하면서도 결과

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이 높은 기호 척도법을 택

하여 5 을 기 으로 평가하 다. 
능검사의 평가 항목으로는 맛, 질감, 냄새, 

색, 외 , 음식의 간, 농도, 주재료와 야채의 비율, 
체 인 음식의 맛, 반 인 기호도 등으로 구

성하여 평가를 실시하 고. 평가 항목의 수용 여

부는 평가 항목의 평가 수와 평가 항목별 총 

능검사 요원이 3  이상으로 평가한 인원의 비

율을 기 으로 하 는데, 모든 항목의 평가 수

가 3  이상인 능검사 요원의 비율이 70% 이
상인 경우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 다. 

능평가 요원은 호텔외식조리과 학생 10명과 

기장 식문화연구회 회원 10명을 패 로 선발하

여 각 특성에 한 사  교육과 훈련을 거친 후 

평가를 실시하 다.  

3. 양평가

능검사를 통해 정해진 표  조리법에 따라 

조리된 음식의 양평가는 식품성분표(한국 양

학회 2001, 농 자원개발연구소)와 CAN pro 2.0 
등을 이용하여 산출하 다. 

식재료 입력시 조리 의 양소 변화를 최소

한으로 만들기 해 항목을 정확하게 선택하

고, 각 조미료의 부피 단 는 각각의 조미료에 

합한 량으로 환산하여 로그램에 용하 다. 
로그램에 락되어 있는 식재료의 경우 식품성

분표를 이용하여 그 양을 환산하 으며, 성분표

상에 제시되지 않은 애지와 같은 특이 재료는 성

분이 비슷한 청각으로 치하 다.  
양소 함량은 각 음식별 1인분에 함유되어 있

는 양소의 함량과 아울러 1인분의 양소 함량

을 한 끼 당 양권장량에 한 비율로 환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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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를 제시하 는데, 한 끼 당 양권장량은 한

국 성인 남자(20～49세) 1일 권장량(2000년 7차

개정)의 1/3을 기 으로 하 다. 

Ⅲ. 결과  고찰

1. 음식별 실험 조리 식재료의 분량  

능검사 

실험조리에 사용된 시피는 기장 지역 주민

들이 실제로 만들어 먹고 있는 조리법과 식재료

의 조합으로, 기장 식문화연구회원으로 구성된 

능검사 요원에 의해 수차례 능검사를 실시

하여 식재료의 분량과 조리과정을 수정․보완한 

후, 한 가지 음식마다 세 가지 시피가 만들어

졌다. 

1) 멸치 개

멸치는 경골어류 청어목 멸치과에 속하며, 우
리나라에서는 명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잡히

는 어류로 멸어, 며어라고 불 는데 물 밖으로 나

오면 죽어버린다고 해서 멸치라는 이름이 생겼

다. 한, 지역에 따라서는 메루치(경기, 함경도), 
행어(제주도), 멸( 남), 멸치( 남북, 경남), 멸오

치(남해안), 열치(황해도, 평북)등으로 명명된다. 
거제 연해와 기장군․ 변해역에서는  멸치가, 
통 지방에서는 가을멸치가 많이 잡힌다. 특히 

 멸치는 횟감용과 젓갈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이것으로 만든 젓갈은 주로 액젓으로, 가을 멸치

로 담은 젓갈은 육젓으로 이용된다. 
멸치는 째 먹는 표 인 생선으로 단백질

과 지질의 양이 많으며 lysine, methionine, tryp-
tophan과 같은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양과 

질 인 면에서 우수하고, 특히 lysine이 풍부하

므로 주식인 밥과 잘 어울리는 부식이다. 한, 
DHA, EPA 등을 비롯한 불포화지방산, Ca, P, 
Fe 등의 무기질, 감칠맛 성분인 루타민산, 핵
산 등이 풍부하므로 싼 값으로 우수한 양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다(김소미 

등 2002).
기장에서 잡히는 멸치는 산란기에 달한 길이 

10～15 cm 사이의 왕멸치로 지방질이 풍부한 

멸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살이 연해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듯 해 많은 사람들이 멸치요리를 즐

기러 온다. 타 지역에서는 맛보기 힘든 달콤하고 

연한 멸치회뿐 아니라 배추시래기나 무를 넣고 

된장과 고추, , 마늘을 넣어 끓여 먹는 멸치

개는 이미 정착되어 팔리고 있는 인기메뉴라고 

할 수 있다. 
〈Table 1〉에 제시된 멸치 개 A, B, C의 시

피의 경우 주재료인 멸치의 양은 동일하나 배추

시래기와 무의 양에 차이를 두었으며, B군의 경

우 재래식 된장의 양을 A, C 군에 비해 반 정

도 사용하 다. 
멸치 개의 능검사 결과는〈Table 2〉에서 볼 

수 있듯이 맛, 질감, 냄새, 색, 음식의 간, 체

인 음식의 맛, 반 인 기호도 항목에서는 C군

이 제일 높고, 외 , 농도, 주재료와의 비율은 A
가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는 C, A, B군의 순

서로 평가되었는데 된장과 소 으로 간을 한 B
군보다 재래식 된장만으로 양념을 한 A군과 C군

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추시래기가 

들어간 A군, B군보다 무가 들어간 C군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호도가 높은 C군의 

경우 체 항목에서 맛의 평균 수는 4.48, 수용

도 100%로 모든 항목  가장 높았고 색의 평균

수는 3.19, 수용도 81%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

는데 이는 신선한 멸치에서 얻어지는 감칠맛 성

분, 무의 시원한 맛 그리고 된장이 어우러져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 갈치 개

몸이 긴 칼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통
에서는 빈쟁이, 남에서는 갈치새끼를 풀치라

고도 함) 갈치는 10월에서 12월 사이 기장 지역

에서 많이 구입할 수 있는데 특히 기장갈치의 경

우 해  물살이 거세고 물이 맑아 맛이 좋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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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est recipe ingredients list of Myeolchijjigae A, B, C

Myeolchijjigae A Myeolchijjigae B Myeolchijjigae C

Anchovy, raw 500 g 500 g 500 g

Korean Chinese cabbage, leaves 500 g 500 g -

Korean radish - - 500 g

Welsh onion, large 30 g 30 g 30 g

Onion 50 g 50 g 50 g

Green pepper 30 g 30 g 30 g

Red pepper 15 g 15 g 15 g

Traditional soybean paste 3 Ts 1 ½ Ts 3 Ts

Red pepper powder 5 Ts 5 Ts 5 Ts

Garlic 2 Ts 2 Ts 2 Ts

Salt - 1 Ts -

Broth 2 C 2 C 2 C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Myeolchijjigae A, B, C

Taste Texture Oder Color Appearance Consistency
Ratio with

main material
Overall 

taste
Overall 

preference

A 3.95±0.80 3.33±0.73 3.29±0.64 3.14±0.85 3.43±0.75 3.71±0.64 3.81±0.81 3.90±0.70 3.62±0.80

B 4.14±0.92 3.23±0.77 3.33±0.70 3.14±0.81 3.23±0.86 3.71±0.77 3.47±0.75 3.80±0.94 3.52±0.87

C 4.48±0.75 3.76±0.62 3.43±0.68 3.19±0.81 3.24±0.77 3.71±0.72 3.76±0.70 4.05±0.86 3.76±0.70

유명하다. 이런 싱싱한 갈치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요리로는 담백한 갈치 개, 구수한 갈치구이, 신
선한 갈치회 등 다양하고, 갈치가 잡힐 때가 제철

인 늙은 호박을 넣은 개는 감칠맛이 있어 가을

의 별미라고 할 수 있다. 
갈치에는 단백질 함량이 생선의 평균 인 양

보다 20% 정도 으나 필수아미노산  곡류의 

제 1제한 아미노산인 lysine이 풍부하고 함황아미

노산인 phenylalanine, methionine, cystine 등이 많

아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식생활에 

양 인 균형을 도와 다. 다른 생선과 마찬가지

로 Ca에 비해 P의 함량이 많아 산성 식품이므로 

채소와 곁들여 먹어야 한다(김소미 등 2002). 
실험조리에 있어서 A, B, C에는 갈치와 곁들

여지는 주된 채소로서 무, 늙은 호박, 애호박이 

각각 동일한 양으로 첨가되었다. 양념의 경우 B 
군에는 간장을 첨가하지 않았고 C군에는 반 

정도만 넣었으며 고추장의 경우 A군에만 첨가시

켰다. 
갈치 개의 능검사 결과는〈Table 4〉와 같

이 맛, 질감, 냄새, 외 , 음식의 간, 농도, 체

인 음식의 맛, 반 인 기호도에서는 C군이, 색
은 A군이, 주재료와의 비율은 B와 C군이 높게 

나타났다. 반 으로는 C, B, A의 순으로 나타

났는데 갈치를 제외한 주재료에 있어서 C군에서

는 애호박이, B군에서는 늙은 호박이, A군에서는 

무가 첨가된 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양념비율

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이 들어간 A군과 된장

만을 넣은 B군보다는 간장과 된장을 섞은 C군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3) 매집찜

기장 지역에서 혼사나 회갑 등의 집안 소사

가 있을 때 필수 으로 장만하는 음식 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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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recipe ingredients list of Galchijjigae A, B, C

Galchijjigae A Galchijjigae B Galchijjigae C

Hair tail 300 g 300 g 300 g

Korean radish 400 g - -

Pumpkin, mature - 400 g -

Young pumpkin - - 400 g

Onion 50 g - -

Welsh onion, large 40 g 40 g 40 g

Green pepper 30 g 30 g 30 g

Red pepper 15 g 15 g 15 g

Soy sauce 4 Ts - 2 Ts

Soybean paste 2 Ts 2 Ts 1 Ts

Fermented red pepper paste 1 Ts - -

Garlic 2 Ts 2 Ts 2 Ts

Red pepper powder 3 Ts 3 Ts 3 Ts

Salt 1 Ts ½ Ts ½ Ts

Broth 2 C 2 C 2 C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alchijjigae A, B, C

Taste Texture Oder Color Appearance Consistency
Ratio with 

main material
Overall 

taste
Overall 

preference

A 4.33±0.80 4.10±0.62 4.19±0.60 4.24±0.70 4.24±0.70 3.86±0.73 4.19±0.75 4.14±0.79 4.24±0.77

B 4.52±0.60 4.19±0.60 4.14±0.48 4.19±0.75 4.10±0.70 3.95±0.67 4.29±0.72 4.38±0.67 4.43±0.68

C 4.52±0.60 4.19±0.60 4.29±0.56 4.14±0.73 4.43±0.60 4.05±0.67 4.29±0.64 4.57±0.60 4.38±0.67

로서 소라나 고동, 합, 새우, 미더덕 등의 각종 

해물과 애지, 호박이나 고사리, 콩나물 등의 채소

를 된장과 여러 가지 양념으로 조리한 찜 음식이

다. 하지만 이것은 여느 찜과는 다른, 국물이 자

작한 국과 찜의 간 형태로 국찜이라고 하는데, 
기장 지역의 특징 인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장농업기술센터 2003)  

매집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애지라

는 해조류로, 청각과 비슷하면서도 좀더 납작하

고 통통하며 독특한 향이 있다. 애지라는 명칭은 

떡청각의 방언으로 운 청각이라고도 불리는데, 
기장군의 죽성 마을 해안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

어 기장 지역의 토산물이며 특색 있는 향토음식

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애지요리가 거의 없다. 여
름철에 수확하여 말려 이용하므로 수확시기와 

계없이 사계  언제라도 이용 가능한 식품이기도 

하다(김상애․권순정 2004).
〈Table 5〉에 제시된 시피에서 보면 A군에 

비해 B군과 C군은 애지의 양을 2배로 첨가했고, 
들깨가루가 첨가되었으며, A, B군에 비해 C군에

는 미더덕이 첨가되었고 나머지 재료는 동일하게 

사용했다. 
매집찜의 능검사 결과(Table 6)에서 A, B, C

군의 각 평가 항목을 비교해 보면 C군의 경우가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은 수를 나타냈다. 그 

에서도 맛, 질감, 냄새, 농도, 주재료와의 비율, 
체 인 음식의 맛, 반 인 기호도에서 4  

이상의 높은 수를 얻었고 색, 외 에서는 4
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3.71로 4 에 가까운 결과

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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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st recipe ingredients list of Maejipjjim A, B, C 

Maejipjjim A Maejipjjim B Maejipjjim C

Aeji(soaked) 150 g 300 g 300 g

Shrimp 80 g 80 g 80 g

Orient hard clam 130 g 130 g 130 g

Whelk 210 g 210 g 210 g

Warty sea squirt - - 200 g

Soybean sprout(cut head) 500 g 500 g 500 g

Pumpkin, mature 250 g 250 g 250 g

Bracken 190 g 190 g 190 g

Bang-a leaves 50 g 50 g 50 g

Welsh onion, large 80 g 80 g 80 g

Rice flour 2 C 2 C 2 C

Soybean paste 3 Ts 3.5 Ts 3.5 Ts

Garlic 1 Ts 1 Ts 1 Ts

Red pepper powder 3 Ts 3 Ts 3 Ts

Powdered perilla seeds - ½ C ½ C

Broth 1 ½ C 2 C 2 C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Maejipjjim A,B,C

Taste Texture Oder Color Appearance Consistency
Ratio with

main material
Overall 

taste
Overall 

preference

A 3.96±0.74 4.14±0.48 3.85±0.73 3.52±0.60 3.52±0.93 3.80±0.68 4.09±0.70 3.76±0.83 3.71±0.96

B 3.80±0.87 4.0 ±0.71 3.76±0.77 3.33±0.58 3.47±0.92 3.71±0.85 4.38±0.74 3.76±0.94 3.76±1.00

C 4.52±0.68 4.29±0.46 4.24±0.62 3.71±0.78 3.71±1.01 4.14±0.73 4.76±0.44 4.38±0.67 4.24±0.77

2. 표  조리법

실험조리 상으로 선정된 시피의 능검사 

결과를 토 로 표  조리법을 결정하 다. 이는 5
인분을 기 으로 작성하 으며, 그 식재료명, 분
량 그리고 조리법은〈Table 7～9〉에 나타나 있다.

멸치 개에는 살이 통통하게 오른 생멸치를 

쓰는 데, 가을멸치가 멸치보다 크기도 약간 크

고 살이 많으며 기름기가 어 더 맛있다. 그러나 

멸치보다는 가을멸치에 비늘이 더 단단히 붙어 

있으므로 깨끗이 제거시켜야 하다. 우선 큼직큼

직하게 썬 무를 깔고 조리하면 멸치의 감칠맛과 

무의 시원한 맛이 어우러져 국물 맛뿐만 아니라 

무 자체 맛도 좋아진다. 여기에 된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청량 고추, 다진 붉은 고추 그리

고 다시물을 잘 섞어서 만든 양념을 멸치 에 

끼얹고 다시물를 부은 후 한소큼 끓이고, 어슷 썬 

붉은 고추, 청량 고추, 양  그리고 를 넣은 

후 끓여내면 완성된다. 이때 첨가되는 다시물의 

양은 자작자작할 정도로 무 많지 않게 하고, 조
리 시간은 무 길지 않게 한다. 조리시간이 길어

지면 멸치가 부스러지고 멸치 자체가 맛이 없어

지기 때문이다.
갈치 개의 경우, 무 신에 애호박을 도톰하

게 썰어서 냄비 바닥에 깔고 그 에 일정하게 

썬 갈치를 얹은 후 다시물을 부어 끓이고, 다진 

마늘, 붉은 고추, 청량 고추 그리고 된장, 간장을 

이용하여 양념을 하 다. 간은 소 , 된장, 간장

으로 하고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색을 내는데,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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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cipe standardization of Myeolchijjigae

Myeolchijjigae

Ingredients(5 serving sizes )

Anchovy, raw
Korean radish
Welsh onion, large
Onion
Green pepper

500 g 
500 g
 30 g
 50 g
 30 g

Red pepper
Traditional soybean paste
Red pepper powder
Chopped Garlic
Broth

15 g
 3 Ts
 5 Ts
 2 Ts
 2 C

Cooking methods
1. Remove intestinal vein, head and scales from the fresh anchovy.
2. Cut the radish into large chunks.
3. Cut some green pepper, some red pepper, welsh onion(large) and onion diagonally.
4. Spreads the radish on the pot bottom, then put the anchovy on it.
5. To make sauce, mix the soybean paste, red pepper powder, chopped garlic , chopped red pepper and green pepper 

with some broth.
6. Put made sauce on the anchovy then boil.
7. Put ③ then boil.

<Table 8> Recipe standardization of Galchijjigae

Galchijjigae

Ingredients(5 serving sizes)

Hair tail
Young pumpkin
Welsh onion, large
Green pepper
Red pepper
Soy sauce

300 g 
400 g
 40 g
 30 g
 15 g
  2 Ts

Soybean paste
Garlic
Red pepper powder
Salt
Broth

1 Ts
2 Ts
3 Ts
½ Ts
2 C

Cooking methods
1. Remove intestinal vein from the Hair tail and cut in 8cm lengths.
2. Cut the young pumpkin thickly.
3. Spreads ② on the pot bottom.
4. Put the hair tail on ③ then put broth into the pot.
5. When boil, season with salt, soybean paste and soy sauce.
6. put in powdered red pepper.   
7. Put in welsh onion, green pepper and chopped garlic. 
* Attention : It does not boil too much plentifully. 
  The green young pumpkin grows tender too much.

호박이 물러지므로 오래 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갈치 개에 사용되는 다시물은 멸

치와 다시마를 사용하여 내는데 재료를 넣고 끓

기 시작해서 10분간 더 끓인 후 불을 끄고 걸러

서 이용하면 좋다.
애지는 체 으로 장성을 해서 건조상태

로 보 되는데, 음식에 사용할 경우 물에 불려야 

한다. 우선, 냄비에 물을 붓고 일정량의 애지를 

넣은 후 끓이고 충분히 불어나면 건져내어 찬물

에 깨끗하게 씻어서 염분과 조개껍질과 같은 잡

물들을 제거한다. 이 때 수분을 흡수한 애지는 

략 4～5배 정도로 량이 불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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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Recipe standardization of Maejipjjim

Maejipjjim

Ingredients(5 serving sizes)

Aeji(soaked)
Shrimp
Orient hard clam 
Whelk
Warty sea squirt
Soybean sprout
Pumpkin, mature
Bracken

300 g 
 80 g 
130 g 
210 g 
200 g 
500 g 
250 g 
190 g

Bang-a leaves
Welsh onion, large
Rice flour
Soybean paste
Garlic
Red pepper powder
Powdered perilla seeds
Broth

50 g 
80 g 
2 C
3.5 T
1 T
3 T
½ T
2 C

Cooking methods
 1. Boil a dried Aeji, rinse cold water and remove the impurities.
 2. Removes the head from Soybean sprout.
 3. Peel mature pumpkin's skin, remove seed and cut some thickly in 3 cm.
 4. Soaked bracken wash and cut good size to eat.
 5. Cut welsh onion(large) diagonally.
 6. Pick bang-a's the leaves and wash.
 7. Removes the shell of the shrimp.
 8. Whelk, orient hard clam and warty sea squirt wash cleanly and then chop up them.
 9. Put anchovy and sea tangle into the cold water then boil(to make the broth).
10. Put ①, ②, ④, ⑧ in a pot with broth(adulterated with soybean paste) and boil(Ingredient:broth = 1:3).
11. Put ③ covered with rice powder and boil.
12. Put ⑪ with ⑤, ⑥, chop garlic, red pepper powder and powdered perilla seeds.

매집찜에서 농도를 조 할 목 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가루와 가루인데, 만든 직후에 먹을 

경우, 두 재료에 차이가 없지만, 시간이 흐르면 

가루를 사용한 경우 물기가 생기는 단 이 있

어 실제로 가루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본 연

구에서는 양가를 고려하여 가루를 사용하여 

농도를 조 하 다. 

3. 양평가

표  조리법으로 정해진 각각의 시피에 

해 1인분으로 나 고 이것을 1끼당 양권장량

에 한 양소 함량의 비율로 환산하여〈Table 
10〉에 나타내었다.

산출된 1끼당 양소별 권장량은 한국인 성인

남자(20∼29세) 1일 권장량의 1/3을 기 으로 하

다. 멸치 개 1인분의 열량은 약 180 kcal로 권

장량의 약 22%이었고 Ca, P, Fe, vitamin A, B6, 
C, niacin 등은 권장량을 과하 다. 갈치 개 1

인분의 열량은 148 kcal로 권장량의 18%이었고, vi-
tamin A, protein, vitamin B6, niacin, vitamin C, P
이 권장량의 50% 이상이었으며, vitamin B1, B2, 
folic acid, Ca, Fe, Zn 등은 50% 이하 다. 매집

찜 1인분의 열량은 304 kcal로 권장량의 37%이

었고, protein, P, Fe, vitamin A, B6, C, folic acid
가 권장량을 과하 다. Vitamin C의 경우, 권장

량의 208% 정도로 측정되었는데 로그램 용

시 콩나물과 늙은 호박의 경우 삶은 것으로 용

하 고 나머지 야채는 익힌 것에 한 항목이 존

재하지 않아 그 로 용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식품분석표를 참고하면 삶은 것과 생 것을 비교

한 데이터에서 삶은 쪽에서의 vitamin C 함량이 

오히려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김 등(김상애․권순정 2004)이 제시한 데이터와 

비교해서 그 양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조리 정도에 

따라 그 잔존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의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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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atio of nutrient contents to recommended amounts per meal in Myeolchijjigae, Galchijjigae 
and Maejipjjim

Nutrient
composition

RDA/3
(A)

Myeolchijjigae Galchijjigae Maejipjjim

One serving
size(B)

B/A*100
(%)

One serving
size(C) 

C/A*100
(%)

One serving
size(D)

D/A*100
(%)

Energy(kcal) 833 179.68  21.57 147.58  17.72 307.07  36.86

Protein(g)  23  21.66  94.17  13.87  60.30  25.36 110.26

Fat(g) -  5.96 -   5.41 -   4.40 -

Sugers(g) -  9.21 -  11.35 -  46.70 -

Fiber(g) -  3.14 -   2.28 -   2.88 -

Vitamin A(㎍RE) 233 368.72 158.25 280.66 120.45 413.72 177.56

Vitamin B1(mg)   0.43   0.13  30.23   0.17  39.53   0.16  37.21

Vitamin B2(mg)   0.5   0.40  80   0.18  36   0.35  70

Vitamin B6(mg)   0.47   0.52 110.64   0.37  78.72   0.91 193.62

Vitamin C(mg)  23  28.58 124.26  40.32 173.05  48.36 207.55

Niacin(mg)   6  10.39 173.17   3.11  54.56   4.16  72.98

Folic acid(㎍)  83  34.39  41.43  20.70  24.85 205.79 247.05

Ca(mg) 233 556.64 238.9  40.57  17.41 217.26  93.24

P(mg) 233 497.19 213.39 182.10  78.15 297.30 127.60

Fe(mg)   4   4.58 114.5   1.15  28.75  12.39 309.75

Zn(mg)   4   1.98  49.5  0.50  12.5   2.98  74.5

는 참고사항 정도가 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folic 
acid의 함량이 다른 두 종의 음식에 비해 월등하

게 수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애지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Fe, P, Ca, Zn 등의 

무기질 함량이 권장량의 70% 이상을 차지하

고, Fe과 P의 경우 각각 권장량의 3배, 1.2배로 

Fe과 P의 원식품으로 나타났다.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의 경우 3종 모

두 함량이 월등했고, 멸치 개의 경우 aspartic acid, 
leucine, lysine 순이었고, 갈치 개의 경우 lysine, 
leucine, 매집찜의 경우는 aspartic acid, arginine, 
leucine 순이었다. 

지방산 조성은 세 가지  멸치 개가 각종 지

방산의 함량이 높았고, 필수지방산  linoleic acid, 
linolenic acid는 매집찜에서 그 함량이 높았으며, 
EPA, DHA의 경우, 멸치 개, 갈치 개, 매집찜

의 순으로 3종 모두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

이의 발육과 뇌  질환과 같은 성인병 방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Ⅳ. 요약  결론

본 연구는 기장 지역의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체계 으로 보존하고 구나 손쉽게 조리할 수 

있는 표 조리법을 제시함으로써 향토음식의 

 상품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 다. 
2000년부터 3년간 기장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

한 기장 향토음식 표 조리법 개발 상 음식인 

멸치 개, 갈치 개, 매집찜, 미역설치, 몰설치, 
섞박지, 기장 우묵 등 7종류 에서 멸치 개, 갈
치 개, 매집찜에 한 실험조리  능검사를 

실시하여 조리법을 표 화하고 양성분을 분석

하 다. 
1. 멸치 개의 경우 실험에 사용된 부재료로는 

배추시래기와 무를 첨가시켰는데, 그  무

를 첨가한 경우 선호도가 높았고, 재래식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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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Amino acid composition of Myeolchi-
jjigae, Galchijjigae and Maejipjjim(mg per one serving
size)

Amino acid 
composition

Myeolchijjigae Galchijjigae Maejipjjim

Isoleucine  937  699  808

Leucine 1,653 1,103 1,341

Lysine 1,643 1,229 1,158

Methionine  556  411  440

Cysteine  253  152  233

Phenylalanine  828  580  682

Tyrosine  681  475  600

Threonine  889  588  762

Tryptophan  256  128  269

Valine 1,135  713  839

Histidine  731  307  380

Arginine 1,320  851 1,381

Alanine 1,245  820 1,077

Aspartic acid 1,665  436 1,729

Glutamate 3,654 2,303 2,945

Glycine  991  603 1,260

Proline  659  446  760

Serine  765  539  748

<Table 12> Major fatty acid composition of Myeolchijjigae, Galchijjigae and Maejipjjim(mg per one 
serving size)

Amino acid composition Myeolchijjigae Galchijjigae Maejipjjim

Total fatty acid 4.24 2.992 0.756

Saturated fatty acid 1.483 1.024 0.138

Monounsaturated fatty acid 1.191 1.255 0.131

Myristic acid(14:0) 0.334 0.183 0.002

Palmitic acid(16:0) 0.903 0.647 0.096

Stearic acid(18:0) 0.157 0.167 0.030

Oleic acid(18:1) 0.471 0.943 0.118

Linoleic acid(18:2) 0.076 0.046 0.381

Linolenic acid(18:3) 0.053 0.033 0.084

Arachidonic acid(20:4) 0.051 0.02 0.000

Eicosapentaenoic acid(20:5) 0.465 0.157 0.009

Docosahexaenoic acid(22:6) 0.702 0.316 0.006

P/M/S 1.3:1:1.2 0.6:1:0.8 3.7:1:1.1

P: Polyunsaturated fatty acid, M: Monounsaturated fatty acid, S: Saturated fatty acid.

  장만으로 양념을 한 것이 능검사 결과, 높
은 선호도를 보 다. 

2. 갈치 개의 경우, 실험에 사용된 부재료로는 

애호박, 늙은 호박 그리고 무를 첨가시켰는

데 그  애호박을 첨가한 경우 선호도가 높

았고, 양념은 고추장을 첨가하지 않고 간장

과 된장을 섞어 만든 것이 선호도가 높았다.
3. 매집찜은 기장 지역에서 혼사나 회갑 등 집

안 소사에 필수 으로 장만하는 음식 의 

하나로, 그 식재료들을 살펴보면 기장 지역

의 지역성을 특히 잘 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결과, 애지의 양이 많고 미

더덕을 첨가하고 된장과 들깨를 충분히 첨

가한 것이 선호도가 높았다.   
4. 각 음식의 양소 함량은 CAN Pro 2.0을 이용

하여 분석하 는데, 에 지는 멸치 개(179.68 
kcal), 갈치 개(147.58 kcal), 매집찜(307 kcal) 
모두 체로 낮은 수치를 보 고, 단백질의 

경우 갈치 개를 제외한 나머지 2종은 권장

량 수 을 나타냈다. 한, 멸치 개는 Ca과 

P, 갈치 개는 vitamin A, 매집찜은 vitamin 
A, B6, folic acid, P, Fe의 원식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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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의 향토음식의 아미노산 조성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eucine, lysine 등이 모두 

풍부했으며, 지방산 조성은 3종 종 멸치

개가 각종 지방산의 함량이 높았고, 필수지

방산  linoleic acid, linolenic acid는 매집

찜에서 그 함량이 높았으며, EPA, DHA의 

경우, 멸치 개, 갈치 개, 매집찜의 순으로 

3종 모두 높게 나타났다. 
축제를 통해 그 지역을 알리는 방법 에 하나

가 그 지방의 음식을 소개하는 것이다. 단순히 음

식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의 양소 조

성과 표 조리법을 연구하여 함께 제시함으로써 

좀 더 과학 이고 체계 인 방법으로 향토음식을 

소개, 보존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 음식문화 발

에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권세정․이종하 (2004) : 향토음식 개발  

상품화 방안에 한 연구-경상북도 북부지방

을 심으로-. 한국 산업학회지 19:49-60.
 2. 기장군농업기술센터 (2003) : 기장의 향토음식.
 3. 김복일․오  (1998) : 주․ 남지역 향

토음식의 상품화 방안 연구. 정보연

구 2:195-226.
 4. 김상애․권순정 (2004) : 경상남도 일부 지역 

향토음식의 조리표 화  양분석. 한국식

품 양과학회지 33(2):405-411.
 5. 김소미․김은희․박세 ․최선혜 (2002) : 

구나 알아두면 좋을 우리생선이야기. 도서출

 효일, 158-160, 100-102, 서울.
 6. 김정숙․김상애 (2007) : 남해군의 통 향토

음식 발굴  승에 한 연구-생선국  탕

의 조리법과 양성분-. 한국조리학회지 13(2): 
47-58.

 7. 민성희․엄정선․오인경 (2005) : 제천지역의 

향토음식에 한 인지도  기호도 조사. 동
아시아식생활학회지 15(5):504-515 

 8. 이선호․박 배 (2002) : 안동지역의 향토음

식을 활용한 체험 로그램 개발. 한국조

리학회지 8(3):147-168.
 9. 주종재․신미경․권경순․윤계순 (2001) : 

라북도 향토음식의 조리법 표 화  양성

분분석(제2보)-추어탕, 다슬기탕, 민물고기매

운탕, 어죽, 백합죽- 지역사회 양학회지 3(4): 
250-258.

10. 한국 양학회 (2001) : 한국인 양 권장량(제 
7차 개정).

11. 국정홍보처 2006. 3. 5 http://allim.go.kr/down-
load1/bodo/rda020218-1.hwp

12. 기장문화원 2007. 8. 20 http://www.gijangcc.or. 
kr/tour/tour01.htm

13. 네이버 백과사  2007. 8. 20 http://100.naver.com/ 
100.nhn?docid=363691

14. 농 자원개발연구소 2007. 5. 21 http://www.rrdi. 
go.kr/Pds/Pds_List.asp?tg=1&mmnu=D&midx
=88

2007년 6월 4일 수

2007년 9월 20일 게재확정


